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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소음제어를 한 안정화된 퍼지 LMS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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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an active noise control systems, an IIR filter may cause a problem in stability beacause of its poles. For 

IIR filter, its poles goes sometimes out of a unit circle in a z-plane in the transition state, where the adaptive algorithm 

converges to the optimum value, which causes the system to diverge.  Fuzzy LMS algorithm has a better convergence 

property than conventional LMS algorithms, but is not applicable to IIR filter because of the reasons.  Stabilized adaptive 

algorithm could be improves stability by moving the pole of IIR filer toward the origin forcibly in the transient state, 

and by introducing forgetting factor to maintain the optimum convergence when it reaches to the steady state. In this 

paper, We proposed stabilized adaptive fuzzy LMS algorithms with IIR filter structures, for single channel active noise 

control with ill conditioned signal case.  Computer simulations were performed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a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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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소음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원치 않는 소리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인체에 신체 , 정신 인 피해를 주는 환경 공해

라는 것은 오래 부터 인식되어 왔다.   소음의 악 향을 

보면 작업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생산품의 품질 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체에 심리 인 스트 스, 청력의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역, 공

장 지역 등에 허용 소음한계를 설정하여 최  소음 한계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조용한 근로 환경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욕구 증 와 생활수 의 향상에 따른 쾌 한 주

거 환경의 요구가 차 커지고 있다.   한 소음 공해가 

심한 부분의 작업환경은 동기, 발 기, 엔진 그리고 펌

 등 회 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자동차 내부의 엔진 소

음, 여객기 내부의 엔진 소음)등이 부분이므로 이의 감

은 매우 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원하지 않는 소음의 감 책으로는 소음을 소음원으로 

부터 어떻게 하면 게 방출할 수 있게 하는가에 한 연구

와 인체의 귀 근처에 존재하는 소음의 음압을 감시키는 

방법(헤드폰), 그리고 방음재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소음의 

를 막아 감시키는 방법에 한 연구로 나 어 볼 수 

있다.   발생한 소음을 감시키는 책으로는 수동 인 방

법과 능동 인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수동 인 방법은 

기계, 건축, 재료 공학 인 입장에서 합, 장벽, 소음기, 머

러, 흡음재 등을 효과 으로 사용하여 소음을 흡수, 감

시키는 방법으로 소음원의 주 수가 500[Hz]가 넘는 경우에

는 좋은 효과를 보이나, 그 이하의 주  소음이 상일 때

는 소음 의 장이 길기 때문에 배기 의 경우 머 러의 

소음  길이가 길어져야 하고 많은 흡음재를 직렬로 배치해

야 하며 흡음재의 부피  무게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설치비용 증가와 흡음재 열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유지 

보수 경비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나 비행기 내부와 같이 체

이 제한되고 쾌 한 환경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이 어려

운 문제 이 있다.

수동 인 소음 감법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제안

된 능동 소음제어 방법[1~3]은 음의 간섭 상을 이용하여 

소음원의 상과 180도 차이가 나고 진폭이 같은 2차 음원

에서 음 를 인공 으로 발생시켜 소음원의 음 와 괴 간

섭을 일으킴으로써 소음을 감시키는 방법으로 마이크로폰

에서 감지된 소음 신호를 이용하여 자 제어기에서 원래의 

소음 신호를 상쇄시키는 상쇄 를 만들어 소음 신호를 상쇄

시키는 것이다.

능동 소음 제어(Active Noise Control : ANC)의 개념은 

1936년 미국의 Paul Lueg[4]가 능동 소음제어 기술에 한 

특허를 출원한 것이 시 인데, 특허에서 Lueg는 특정 주

수를 갖는 음 는 마이크로폰으로 변환된 같은 주 수를 가

진 기 인 신호보다 상 으로 낮은 속도를 가지므로 음

가 검출된 지 으로부터 감소시키려는 지 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자회로 내에서 그 신호를 처리하여 한 상쇄

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의 물리 인 실 이 가능함을 보 다.

능동소음제어 알고리즘으로 주로 사용되는 LMS(L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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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quare) 알고리즘은 안정도와 수렴특성이 수렴계수와 

한 계가 있어 수렴계수의 한 선정이 요하다.  

그러나 이의 한 선정은 매우 어려우며, 안정성을 보장하

기 하여 수렴 계수를 고정하면 측정 잡음의 특성이 시간

에 따라 변동하는 비정태 로세스인 경우 만족스런 성능을 

얻기가 어렵다[5~6].  퍼지논리에 의해 LMS 알고리즘의 오

응도에 따라  수렴 계수를 히 가변시키는 최  수렴

계수를 결정하여 제어계의 안정도를 해치지 않고 수렴 속도

가 향상되는 퍼지 LMS 알고리즘[7~8]은 어계의 구조가 

FIR 필터구조인 경우에는 효과 이나, ANC 시스템에 극

이 존재하는 경우(IIR 구조)에는 격한 수렴 계수의 변동 

시에  과도상태에서 달함수의 극 이 단 원을 벗어나는 

경우 격히 발산하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

결하기 하여 제어계의 안정도를 해치지 않고 수렴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법 의 하나로 제어시스템의 극 을 강제로 

안정 역에 배치시키는 안정화 필터 기법[9~10]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퍼지논리 LMS 알고리즘과 안정화 필터 

기법을 용하여 수렴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능동소음제어계

를 설계하 고, 모의 실험을 통하여 이의 유용성을 보 다.

2 . 퍼지 LMS 알고리즘

2 .1  응필터 알고리즘

그림 1에 보인 응필터 알고리즘은 미지의 시스템 계수

를 추정하여 제어목 을 달성하는데 주 목 이 있으며, 

LMS 알고리즘은 계산량이 필터 차수에 비례하여 신호처리 

분야에서 많이 용되고 있다.

그림 1  응필터 알고리즘

Fig. 1  Adaptive filter algorithm

그림 1에서 은 기 입력 신호, 은 시스템 출력, 

은 제어 출력, 은 시스템 출력과 제어 출력의 오차

신호이며, 는 능동소음제어에서 1차 경로 달함수, 

는 제어필터 달함수이다.

LMS 알고리즘은 식 (1)에서 보인 수렴계수 의 

한 선택이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데, 최 의 수렴계

수를 결정하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며, 수렴속도의 향상을 

하여 식(2)와 같이 입력 신호 벡터의 norm을 취하여 수렴

계수에 반 하는 NLMS(Normalize LMS) 알고리즘이 주로 

용되었다.   NLMS 알고리즘은 수렴계수가 가변되는 구

조이기 때문에 이의 한 선택이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한

다.

       (1)




    (2)

여기서, 은 LMS 제어필터 벡터, e(n)은 오차신호, X(n)

은 입력신호 벡터, 는 입력 신호 벡터의 norm, 는 임의의 

상수이다.

2 .2  퍼지 LMS 알고리즘의 도출 

퍼지 LMS 알고리즘은 LMS 알고리즘의 수렴 계수를 퍼

지 알고리즘으로 갱신하는 정규화된 LMS 알고리즘 구조로

서, 퍼지 추론 규칙에 의해 추정오차와 추정오차의 변화율을 

고려하여 LMS 알고리즘의 양호한 수렴 특성을 얻기 하

여 수렴 계수 μ를 가변시킬 경우, 논리 인 에서 볼 때 

알고리즘의 안정도가 보장되는 범  내에서 다음의 규칙을 

고려할 수 있다.

1) IF adaptation speed is LOW, THEN μ must be 

increased

2) IF adaptation speed is HIGH, THEN μ must be 

decreased

따라서 다음과 같이 퍼지 논리를 이용하여 시스템 출력의 

오 응도에 따라 수렴계수를 히 가변시키는 퍼지 LMS 

알고리즘은

        (3)

 


    (4)

여기서, 는 퍼지 추론 알고리즘에 의하여 계산된 퍼지 

출력, L은 제어필터차수이다.

식(4)의 는 그림 2와 같은 추론과정을 거쳐 수렴 계

수를 결정하는 퍼지 추론 결과로, 식(5), (6)과 같이 오 응

도의 정량  척도인 추정오차 와 추정오차의 변화율 

에 의하여 결정된다. 

식(5)의 오 응도의 정량  척도 은 입력신호 벡터

와 추정오차간의 상호상 의 norm을 취하고 smoothing 필

터를 용한 것이고,  식 (6)의 은 의 변화율의 

norm에 smoothing 필터를 용한 것이다.

      

   
           (5)

           (6)

여기서 은  추정오차의 망각 인수이다.

그림 2  를 계산하기 한 퍼지 알고리즘의 블록선도

Fig. 2  Block Diagram of fuzzy algorithm for calcu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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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퍼지 변수 , 의 소속 함수(membership 

function)는 그림 3(a)와 같고, 출력 퍼지변수  의 소속 

함수는 그림 3(b)와 같다.

  

(a) , 의 소속 함수    

 

(b)    의 소속 함수 

그림 3 퍼지 입출력

Fig. 3 Fuzzy input/output

퍼지출력  를 계산하기 한 언어  규칙은

                      

                    (7)

이러한 언어  규칙으로 퍼지 출력을 얻으려면 추론과정

을 거쳐야 하므로 퍼지 출력 결정을 한 합성 규칙은,

  ∘             (8)

퍼지 출력을 결정하기 한 언어  제어 규칙은 표 1과 

같으며, 퍼지 출력  는 추론 규칙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max-min 합성연산자로 표 하면,

         

  
  



 
  

  
   

 (9)

표 1  수렴계수 결정을 한 언어  제어규칙

T able 1 Linguistic control rule for decision of convergence 

coefficient

    uce
  ue

VS S M L VL

VS VL L M S VS

S VL VL L M S

M VL VL VL L M

L VL VL VL VL L

VL VL VL VL VL VL

퍼지 추론과정을 거쳐 얻어진 출력  는 퍼지 변수이고 

실제 출력은 crisp한 v(n)이 되어야 하므로 역퍼지화를 해 이산

화된 무게 심법을 용하면,








  


  



   

                   (10)

그림 4는 퍼지 논리가 용된 Filtered_x LMS 알고리즘

의 블록다이어그램으로 는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제어 

스피커와 오차 마이크로폰 사이의 달함수이다[2]. 

 

그림 4 퍼지논리 FIR Filtered_x LMS 알고리즘의 블록다이

어그램

Fig. 4 Block diagram of fuzzy logic FIR filtered_x LMS 

algorithm

3. 안정화 응필터 알고리즘

3.1  I I R  필터구조

능동소음 제어 시스템의 달함수에 극 이 존재할 경우, 

그림 4와 같은 FIR 필터 구조로 제어목 을 달성하기 해

서는 제어필터의 차수가 매우 커져야 하므로 시스템 성능을 

해한다[10~11].  그림 5와 같은 IIR 필터구조의 LMS 알고

리즘은 이를 응하기 하여 용되어 왔는데,  격한 수

렴 계수의 변동 시에  과도상태에서 추정되는 달함수의 

극 이 단 원을 벗어나는 경우 격히 발산하는 문제 이 

있다[12~13].  이러한 문제는 LMS 알고리즘의 수렴계수를 

매우 작게 유지하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제어시스템

의 느린 수렴 특성으로 인한 성능 하를 야기하여 한 

수렴계수의 결정은 매우 어렵다.

그림 5  IIR 필터 구조 능동소음제어시스템

Fig. 5  Active noise control system with IIR filt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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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 입력 )(nx . 출력 )(ny 의 달함수 )(zH 는

 

 



 

   
   

 

  
   

    
 

 

(11)

                                               

주요 계수들의 LMS 알고리즘에 의한 갱신 식[12~13]은,

                          

   

   
   (12)

여기서   는 분자다항식과 분모 다항식의 수렴계수이

다.

3.2  안정한 응 알고리즘

IIR 필터구조 LMS 알고리즘은 FIR 필터 구조에 비해 필

터 차수가 어 효율 이나 과도상태에서 수렴계수의 크기

에 따라 극 이 z 평면의 단  원 밖에 존재할 경우 발산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어 기에 궤환 제어 필터계수의 갱

신 식에서 극 의 치를 단  원의 원  방향으로 이동시

키는  처리 과정을 거침으로써 안정화시킬 수 있다[10].

 처리과정은 식(11)의 분모 다항식 계수를 식(12)과 같

은 다항식의 형태로 곱해주면 계수 k의 크기만큼 극 이 원

 방향으로 이동한다.

   
    

   


단 ≤≤
     (13)

      

식(13)에서 k를 0에 가까운 값으로 정하면 과도상태에서

는 불안정한 극 을 원 에 가깝게 이동시키며, 정상상태에

는 k를 1로 하여 원래의 극  치를 가지도록 식(14)와 같

이 망각인수를 도입한다.

     ≤≤      (14)

 

그림 6은 안정화 알고리즘이 용된 Filtered_U LMS 알

고리즘의 블록다이어그램이다.

그림 6 안정화 알고리즘이 용된 IIR 필터 구조 능동소음

제어시스템

Fig. 6 Stabilized active noise control system with IIR filter 

structure

그림 7은 안정화 알고리즘과 퍼지 LMS 알고리즘이 병합

된 체 블록다이어그램이다.

그림 7 안정화 알고리즘과 퍼지 LMS 알고리즘이 용된  

능동소음제어시스템

Fig. 7 Stabilized adaptive fuzzy LMS ANC system

4 . 컴퓨터 모의실험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보이기 하

여 그림 8과 같은 비정태 특성이 존재하는 고속철도 실내 

소음을 녹음하여 소음원으로 하 고 제어 상 시스템을 1차

원 음장 문제로 정하 다.  식(5)~(8)에서 보인 퍼지논리 추

론식을 실시간으로 구 하려면 계산량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하여 퍼지 추론 결과를 표 2와 같이 

Look-Up table로 만들어 용하며 실질 으로 계산량은 크

게 증가하지 않는다.

표    2  Look-up 테이블로 표 된 수렴계수 결정규칙

T able 2 Representation of decision rule of convergence 

coefficient with look-up table method

   uce
  uc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0.0 0.9999339 0.6673976 0.4474044 0.2528595 0.1954584 0.1067995 0.0798354 0.0569668 0.0328022 0.0002604

0.1 0.9999319 0.9661947 0.7147495 0.5264872 0.4298351 0.2552139 0.2337563 0.2107120 0.1768514 0.1067995 

0.2 0.9999415 0.9999415 0.9331831 0.8620335 0.6984885 0.5396500 0.5115441 0.4771010 0.4144192 0.2642217 

0.3 0.9999040 0.9999040 0.9999040 0.8995626 0.7824113 0.7656360 0.7323301 0.7217901 0.6670499 0.4837283 

0.4 0.9999415 0.9999415 0.9999415 0.9290796 0.9331831 0.9134994 0.8620335 0.7912403 0.6984885 0.5563884 

0.5 0.9999319 0.9999319 0.9999415 0.9999040 0.9999415 0.9661947 0.8995626 0.8258893 0.7310741 0.6673976 

0.6 0.9999040 0.9999040 0.9999040 0.9999040 0.9999040 0.9626533 0.8995626 0.8258893 0.7824113 0.7824113 

0.7 0.9999423 0.9999423 0.9999423 0.9999423 0.9999423 0.9589483 0.8908906 0.8642882 0.8642882 0.8642882 

0.8 0.9999415 0.9999415 0.9999415 0.9999040 0.9999415 0.9649669 0.9290796 0.9224984 0.9331831 0.9331831 

0.9 0.9999339 0.9999319 0.9999415 0.9999040 0.9999415 0.9999319 0.9999040 0.9999423 0.9999415 0.999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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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어 상 소음원의 비정태 특성(spectrogram)

Fig. 8 Spectrogram of noise source with non-stationary 

case

식(15) 와 표 3은 컴퓨터 모의실험을 한 제어 상 시스

템을 공조용 덕트[14]로 하고 이를 모형화하 을 때의 달

함수  공통 라미터이다.

  
     

  
       

    (15)

표   3 주요 모의실험 리미터

T able 3 computer simulation parameters

구분 자료

음속 340[m/s]

표본화 주 수 2[kHz]

수행 루 20,000 step(10 )

소음원 고속철도 실내소음

2차경로 필터차수 64차

제어필터 차수 분자:64차, 분모:8차

제어필터 수렴계수 0.003

그림 9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 것으로, 그림 

9(b)는 표 3의 수렴계수를 용하 을 때의 일반 인 IIR 필

터 구조를 용한 것으로, 수렴계수를 더 크게 하면 발산하

다.   그림 9(c)는 IIR 필터에 안정화 응알고리즘만 

용한 경우로서, 안정화 알고리즘에 의하여 발산을 억제할 수 

있으나, 1.2  부근에서의 과도 특성은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그림 9(c)에서는 IIR 필터의 발산을 

억제하면서 과도 특성이 안정 임을 보이고 있으며 비정태 

로세스에서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a) 원 소음신호         (b) 일반 인 IIR필터

                                 구조를 용한 경우

    

  (c) IIR 필터에 안정화    (d) 퍼지논리 안정화 응필터

응알고리즘만 용한 경우

그림 9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

Fig. 9 Result of computer simulation

그림 10은 제안한 퍼지 LMS 알고리즘의 오차  오차 변

화율의 퍼지 추론 추이(그림 10(a))  이를 근거로 결정된 

수렴계수의 추이(그림 10(b))이다.

   

(a) 오차  오차 변화율의   (b) look-up table로 계산된

    퍼지추론 결과              수렴계수 추이

그림 1 0  퍼지 안정화 응 필터 성능분석

Fig. 1 0  Analysis of proposed fuzzy stabilized adaptive filter

 

5 . 결   론

LMS 알고리즘은 안정도와 수렴특성이 수렴계수와 한 

계가 있어 수렴계수의 한 선정이 요하다.  그러나 

이의 한 선정은 매우 어려우며, 고정된 수렴계수로는 비

정태 로세스인 경우 만족스런 성능을 얻기가 어렵다.  퍼

지논리에 의해 LMS 알고리즘의 오 응도에 따라  수렴 계

수를 히 가변시키는 퍼지 LMS 알고리즘은 제어계의 

구조가 FIR 필터구조인 경우에는 효과 이나, ANC 시스템

에 극 이 존재하는 경우(IIR 구조)에는 격한 수렴 계수의 

변동 시에  과도상태에서 달함수의 극 이 단 원을 벗어

나는 경우 격히 발산하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어시스템의 극 을 강제로 안정 역에 

배치시키는 안정화 필터 기법과 퍼지논리 LMS 알고리즘을 

용하여 수렴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새로운 능동소음제어계

를 제안하 고,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하여 이의 유용성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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